
시   간 프로그램 

10:00 - 10:10 개회사 

-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축  사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10:10 – 10:30 기조 연설 1. SDGs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 

-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10:30 – 10:50 기조 연설 2. 반부패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10:50 – 11:0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그룹 위촉식 

11:05 – 11:20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세레모니 

11:20 – 11:40 기조 연설 3. KT의 SDGs & 따뜻한 비즈니스  

- 구현모 KT 사장 

11:40 – 12:00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I) 반부패 프로젝트 ‘Business Integrity Society’ 런칭 

12:00 – 13:30 오  찬  

13:30 – 14:30 특별 세션: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책임투자 (좌장: 임대웅 UNEP-FI 한국대표) 

- 최성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실장 

- 원신보 블랙록(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Team 본부장 

14:30 – 14:50 휴 식 & 네트워킹 

14:50 – 16:50 분과 세션 (공동주최) 

기업과 인권 

(법무부) 

SDGs와 비즈니스 기회 

(환경부)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여성가족부) 

통일과 SDGs 

(Youth Session) 

16:50 - 17:00 Wrap-up 및 폐회 

 일시⋅장소: 2019년 10월 24일 (목) 10:00-17:00  |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1F 그랜드 볼룸  

 대상⋅비용: 기업/기관 대표 및 임직원,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이해관계자 및 관심자  |  무료(선착순 마감)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초청의 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글로벌 경제의 강화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UNGC)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기업들이 함께 대처해 나가며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300여 명을 초청해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합니다. 
 

본 회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10대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한 흐름과 통찰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82/2149       Fax. 02-749-2148 



분과세션 1. 기업과 인권 (공동주최: 법무부) 

•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인식 제고 및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방안 모색 

• 법무부의 민간부문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 소개, 국내 우수 공공기관 및 기업 사례 공유 

• UNGC 한국협회에서 연구·조사한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런칭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현황 서베이 결과 공유 

시   간 프로그램 

14:50 – 14:55  축  사  -  법무부 인권국 황희석 국장  

14:55 – 15:15  발표 1. 기업 인권경영 지침 마련과 확산  -  법무부 인권정책과 김수아 과장  

15:15 – 15:35  발표 2.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 및 실사 가이드라인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15:35 - 16:05  <기업 우수 사례 공유> 

발표 3. 국민연금 인권경영의 현황 및 시사점  –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 양광복 부장  

발표 4. 중견기업의 인권 정책 및 활동  -  창신INC 정재엽 부장 

16:05 – 16:5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 패널: 한겨레 경제담당 곽정수 논설위원 

                법무법인 광장 이병화  변호사   

                BSI Group Korea 한정민 전문위원  

분과세션 2. SDGs와 비즈니스 기회 (공동주최: 환경부)  

• 환경부의 K-SDGs 수립 및 이행 계획 소개와 기업들의 SDGs 이행 전략과 사례 공유를 통해 SDGs를 둘러싼 비즈니스 기회 모색 

• UNGC 한국협회에서 실시한 코스피 100대 기업 대상 ‘SDGs 인식조사’ 서베이 결과 공유 

 

시   간 프로그램 

14:50 – 14:55  환영사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  

14:55 – 15:10  발표 1. K-SDGs 수립 과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맹학균 과장  

15:10 – 15:25  발표 2. 코스피 100대 기업 대상 ‘SDGs 인식조사’ 결과 공유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주임연구원 

15:25 – 16:10  < 기업 우수 사례 공유> 

발표 3. K-water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SDGs 연계 방안  -  K-water 경영혁신실 오수진 부장 

발표 4.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아모레퍼시픽의 SDGs 추진 전략  -  아모레퍼시픽 CSR팀 강승성 팀장  

발표 5. KT's SDGs Project for SDGs  -  KT 글로벌지속가능TF 김윤정 팀장 

16:10 - 16:5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  

- 패널: 인하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 정유진 CSR센터장 

                매일경제 이한나 기자  

분과세션 프로그램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82/2149       Fax. 02-749-2148 



분과세션 3.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공동주최: 여성가족부 | 협력기관: 여성신문, BPW Korea)  

• 기업의 유리 천장 해소와 여성인재 육성 등 기업 내 다양성 증진과 성 평등 문화 내재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및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 발족한 여성역량강화 플랫폼 WEPs 소개 

• 정부의 성별균형 포용성장 촉진 정책 소개 및 기업의 우수 이행 사례 공유 

시   간 프로그램 

14:50 – 14:55  축  사  -  BPW Korea 이정희 회장  

14:55 – 15:10 발표 1.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이윤아 과장 

15:10 – 15:25  발표 2. 기업 내 성 평등 및 성별 다양성 제고 방안 모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부연구위원  

15:25 – 15:55 <기업 우수 사례 공유> 

발표 3. 롯데그룹의 Diversity Eco System  -  롯데지주 인재육성팀 손명정 수석 

발표 4. KB손해보험의 여성인력 육성 제도 Dream Campus -  KB손해보험 인사부 박영미 부장 

15:55 – 16:5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나사렛대학교 민무숙 객원교수 / 前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 패널:  커리어컨설턴트협회 황은미 회장 / 前 BPW Korea 회장 

젠더앤리더십 김양희 대표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여성신문 신준철 본부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곽 글 선임연구원 

분과세션 4. 통일과 SDGs   [*Youth Session] (협력기관 : 사단법인 리더쉽코리아  후원 : 통일과 나눔)  

• 2016년 '유엔전략계획 2017-2021’ 등 SDGs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과 국제사회 협력 방안을 파악 

• 청년들이 SDGs를 기반으로 기업시민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   간 프로그램 

14:50 – 14:55  축  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장로 명예교수  

14:55 – 15:15  발표 1. SDGs로 표현하는 통일의 가치  -  통일과 나눔 전병길 사무국장  

15:15 – 15:35  발표 2. SDGs, 북한 개발협력 담론의 패러다임 변화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조진희 이사  

15:35 – 15:55  발표 3.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SDG 시대 탈북민 창업과 청년 참여 -  더브릿지 황진솔 대표  

15:55 - 16:5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정태용 교수) 

-      패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애화 선임연구원  

    청년패널 : 정우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이영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82/2149       Fax. 02-749-2148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참석자 제공 자료 

• 기업과 인권 지침: 실사 (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발간  

• 인 포커스: 기업의 SDGs 보고에 투자자 요구 반영 (In Focus: Addressing Investor Needs in 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번역본  

        - UNGC, GRI, PRI 발간  

• SDGs 비즈니스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Blueprint for Business Leadership on the SDGs) 번역본 – UNGC 발간  

• 국내 공공기관 인권경영 현황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코스피 100대 기업 대상 SDGs 이행 현황 설문조사 분석 결과  

*  본 자료는 선착순 제공되므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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